
Abstract : This study compared the clinical efficacy as well as knee
ultrasonographic efficacy betwe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and acetaminophen in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I administered 12 mg

of lornoxicam (plus 150 ㎍ of misoprostol) as NSAID or 1,950 mg of

acetaminophen in 45 randomly selected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for 6

weeks. The effectiveness of these drugs on osteoarthritis was assessed by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 score) and knee

ultrasonographic parameters (length of capsular distension and amount of joint

effusion) before and after 6-week treatment. Seven patients of lornoxicam group

and five patients of acetaminophen group were withdrawed and 33 patients

finished this study. The clinical symptoms of osteoarthritis assessed by WOMAC

score were improved by 6 weeks after treatment with both lornoxicam and

acetaminophen, but the lornoxicam group showed better clinical improvement than

acetaminophen group significantly (p<0.05). The length of capsular distension and

amount of joint effusion decreased after treatment in both grou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rnoxicam group and acetaminophen group. The

findings showed superior efficacy of lornoxicam clinicall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ore objective parameters of efficacy (as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knee). Considering the safety and lower price of acetaminophen than NSAIDs,

it is recommended  acetaminophen as the initial therapy of osteoarthritis again. 

슬골관절염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Lornoxicam과 Acetaminophen의 효능 비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omparison of Clinical and Ultrasonographic Efficacy of 
Lornoxicam and Acetaminophe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Ju Ho Do,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도 주 호

啓明醫大學術誌 第22券 1號
Keimyung Med J
Vol. 22, No. 1, June, 2003



서 론

골관절염은 심각한 기능장애와 적지 않은 의료

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관절질환의 하나이다

[1-3]. 1990년대까지도 골관절염의 전통적인 치

료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로 여겨

져 왔다. 그러나 NSAIDs는 위장관 장애를 일으

키고 장기간의 추적 관찰 시 나타나는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한

편 acetaminophen은 NSAIDs에 비하여 우월

한 장기간의 안전성을 보임에 따라 200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의 초기 치료

제로 acetaminophen을 사용하기를 권장한 바

있다[4-10]. 25명을 대상으로한 연구[11]에 의

하면 acetaminophen이 위약에 비하여 효과가

월등하다고 한다.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에서의

acetaminophen과 NSAIDs의 비교조사에 의하

면, 대부분의 임상적 항목에 있어서 NSAIDs의

효과가 높았으나, acetaminophen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12,13]. 그러나 최

근의 조사에 의하면, acetaminophen에 비하여

NSAIDs로 치료시 의미있게 통증이 감소한다는 보

고가 있으며,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acetaminophen

보다 NSAIDs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여러 보고

[14-19]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무릎

골관절염의 초기치료부터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다. 이에 저자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NSAIDs와 acetaminophen의

임상적 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무릎 초음파를 투

약 전후에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초음파적 검사

상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45명을 대상으

로 무작위배정법에 의한 공개 비교 임상연구법으

로 수행되었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임상증

상과 무릎방사선 촬영으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임상시험 시작 당시에 무릎 관절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장관 장애, 임산부나

수유부, 윤활낭염 혹은 인대염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최근 6주 이내에 스테로이드제제의 투약

이나 관절내 주사를 맞은자, 최근 4주 이내에 다

른 관절통치료제를 사용한자, NSAIDs 과민증,

심혈관 질환, 혈중 크레아티닌 2.0 mg/dL 이상,

AST/ALT 각각 100 mg/dL 이상인 경우는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는 임상시험 시작 전

사전에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대상은 NSAID군 25명과 acetaminophen군

20명으로 나누었다 . NSAID군은 하루에

lornoxicam 12 mg과 misoprostol 150 ㎍을 6

주간 투여하였으며, acetaminophen군은 하루에

acetaminophen 1,950 mg을 6주간 투여하였다.

2. 임상적 효과 판정

임상적 효과의 판정은 치료 시작전과 끝나는

시점에 각각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WOMAC)

점수를 측정하였다[20,21]. WOMAC점수는 설

문을 이용하여 통증 5항목, 관절경직 2항목, 그리

고 신체적 기능 17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증

상이 제일 심하면 10점, 증상이 없으면 0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22]. 대상환자는 투약시작 후 2

주, 4주 및 6주에 내원하여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

하였다. 

Key Words :  Acetaminoph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steoarthritis,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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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릎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효과 판정

대상자는 투약시작 이전에 일반 X-ray 상에서

Kellgren-Lawrence scale을 이용하여 골관절

염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23]. 무릎관절 초

음파검사는 lornoxicam군과 acetaminophen군

모두에 대하여 투약 시작 시점과 6주간의 투약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하였다. 초음파 기기

(Sonoace 8800, Medison사, 한국)와 7.5

mHz 탐침을 이용하였으며, 검사 항목으로는 내

측과 외측 골극의 길이(length of medial &

lateral osteophytes), 관절낭 팽창 길이

(length of capsular distension) 및 무릎관절

삼출물의 양을 조사하였다. 관절낭 팽창 길이는

무릎관절의 내측에서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내측 곁인대 안쪽까지의 길이

로 하였으며, 삼출물의 양은 초음파 상에 관찰되

는 슬개골상오목의 확장된 길이를 슬개골 상방 1

cm 부위에서의 수직길이로 측정하였다(Fig. 1).

초음파검사 상 두 군간의 비교는 투약 전후의 관

절낭 팽창 길이와 삼출물의 양을 비교하여 약제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4. 통계처리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처

리는 Windows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값의 비교는 비모수적 검정

(Mann-Whitney U test)을, 상관 분석은 비모

수 상관계수(Spearman's rho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p<0.05일 때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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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nee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a normal and an osteoarthritis patient.         
*: effusion; **: capsular distension; †: osteoph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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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1. 기본 분석

총 45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Table 1에

기재하였다. 두 군간의 일반 X-ray 소견, 초음파

소견, 그리고 WOMAC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대상환자 중 12명이 중

도 탈락되었으며, lornoxicam군이 7명 ,

acetaminophen군이 5명이었다 . 복통이

lornoxicam군의 주된 탈락 원인이었으며(4명),

무릎통증의 지속으로 본인이 시험중단을 요구하

는 경우가 acetaminophen군의 주된 탈락 원인

이었다(4명)(Table 2). 

2. 임상적 효과 분석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WOMAC 점수

를 비교해보았다. 두 군 각각에 있어 투약 전과

후 WOMAC 점수를 비교해보면, lornoxicam군

에서는 투약전 96.2 ± 18.2에서 투약후 84.6

± 15.6으로 감소하였고, acetaminophen군에

서는 79.8 ± 16.5에서 75.4 ± 16.1으로 감소

하여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

(P<0.05)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각 군에서 투약전에

비하여 투약후 WOMAC 점수의 감소된 정도를 비

Lornoxicam
(n= 25)

Acetaminophen
(n= 20)

Age (year)
Height (m)
Weight (kg)
BMI*
Study knee (right-left ratio)
Duration of disease (month)
Simple X-ray finding
Kellgren-Lawrence  
grade (1-4)
Effusion present, (n)

Ultrasonographic finding of knee
Medial osteophytes (cm)
Lateral osteophytes (cm)
Effusion (cm)
Capsular distension (cm)

WOMAC** score
Pain
Stiffness
Function
WOMAC score total

61.7 ± 6.2
1.57 ± 0.06
63.9 ± 6.9
26.0 ± 2.4

6:9
41.8 ± 4.7

1.9 ± 0.7
0

0.41 ± 0.21
0.19 ± 0.13
0.30 ± 0.33
0.73 ± 0.25

22.9 ± 4.1
1.5 ± 1.9
71.8 ± 14.2
96.2 ± 18.2

59.7 ± 9.5
1.55 ±0.06
60.6 ± 6.4
25.3 ± 3.2

7:6
68.2 ± 6.8

1.7 ± 0.6
3

0.34 ± 0.17
0.21 ± 0.17
0.19 ± 0.15
0.61 ± 0.21

19.5 ± 4.7
0.7 ± 1.2
59.7 ± 12.4
79.8 ± 16.5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treatment groups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교해보면, lornoxicam군(11.6 ± 10.0)에서

acetaminophen군(4.4 ± 7.3) 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크게(P<0.05)나타났다(Fig. 2). 

3. 무릎 초음파검사 상의 효과 분석

두 군에 대하여 투약 전과 후에 실시한 무릎

초음파검사 상, 내측과 외측 골극의 길이는 투약

전과 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절낭 팽창길이의 변화는 lornoxicam군에서

투약전 0.73 ± 0.25 cm에서 투약후 0.70 ±

0.26 cm으로 감소하였고, acetaminophen군에

서 투약전 0.61 ± 0.21 cm에서 투약후 0.54

± 0.23 cm으로 감소하여 두 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하지만 두 군 각각에

서의 관절낭 팽창길이의 호전정도는 lornoxicam군

(0.022 ± 0.05 cm)과 acetaminophen군

(0.019 ± 0.02 cm)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

었다(Fig. 3).

삼출물의 양을 길이로 측정한 값은 lornoxicam

군에서 투약전 30 ± 0.33 cm에서 투약후 0.27

± 0.28 cm로 감소하였고, acetaminophen군에

서 투약전 0.19 ± 0.15 cm에서 투약후 0.16 ±

0.11 cm로 감소하여 두 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하지만 두 군 각각에서

의 삼출물 양의 호전정도는 lornoxicam군

(0.016 ± 0.02 cm)과 acetaminophen군

(0.053 ± 0.01 cm)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

Lornoxicam
(n= 25)

Acetaminophen
(n= 20)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bdominal pain, upper

Abdominal pain, lower

Dyspepsia

Diarrhea

Edema

Total

Cause of withdrawal

Abdominal pain, upper

Abdominal pain, lower

Dyspepsia

Diarrhea

Edema

Wanted withdrawal due to ineffectiveness

Total

4 (16%)

2 (8%)

1 (4%)

1 (4%)

1 (4%)

9 (36%)

2 (8%)

2 (8%)

1 (4%)

1 (4%)

1 (4%)

0 (0%)

7 (28%)

2 (10%)

0 (0%)

1 (5%)

0 (0%)

0 (0%)

3 (15%)

0 (0%)

0 (0%)

1 (5%)

0 (0%)

0 (0%)

4 (16%)

5 (25%)

Table 2.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nd causes of withdrawal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슬골관절염환자에서초음파검사를이용한 Lornoxicam과 Acetaminophen의효능비교 63



었다(Fig. 3).

4. 약제 부작용의 비교

투약 중 발생한 약제 부작용으로는 lornoxicam

군 25명 중에서는 상복부 통증 4명, 하복부 통증

2명, 소화불량 1명, 설사 1명 그리고 안면부종 1

명이 있었다. Acetaminophen군 20명 중에서는

상복부 통증 2명과 소화불량 1명의 부작용을 관

찰할 수 있었다(Table 2). 

고 찰

골관절염에서의 병인의 근본은 연골의 퇴행이

지만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연골의

퇴행만으로는 골관절염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설

명할 수 없다. 그러나, 골관절염에서의 통증의 원

인으로는 골극에 의한 자극, 주위 인대의 팽창,

관절낭의 염증과 팽창, 반월판 연골 손상, 그리고

동반된 활액막의 염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24]. 저자는 무릎 초음파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골관절염에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낭의 팽창정도와 활액막의 염증을 대변할 수

있는 삼출액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서

NSAID(lornoxicam)와 acetaminophen 사이

의 유효성 차이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

서 NSAIDs와 acetaminophen을 비교한 여러

보고가 있었는바, 최근에는 NSAIDs의 임상적

효과가 우월하다는 보고[14-19]가 많다. 이전에

골관절염의 일차 치료제로서 acetaminophen이

Fig. 2. Changes of WOMAC  score after  treatment with  lornoxicam or acetaminophen. The WOMAC
score were  improved at both groups after 6 week -  treatment. The    improvement of  lornoxicam
group was superior than acetaminophen group.  *: p<0.05 compared to baseline value; # p<0.05
compared lornoxicam group with acetaminophen group.

64 啓明醫大學術誌 第22券 1號 2003



NSAIDs보다 더 권장되었던 것은 NSAIDs가 임

상적 효과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acetaminophen의 부작용이 적어 안정성이 높으

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환자의 부담이 적기 때문

이었다. 저자의 조사에서도 acetaminophen 부

작용 빈도가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cyclooxygenase-2 억

제제와 같은 선택적인 NSAIDs가 널리 사용되면

서 부작용의 빈도가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짐으

로 인하여 NSAIDs가 골관절염의 시초부터 사용

되어지는 추세이다. 저자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

적 효과를 나타내는 WOMAC 점수의 감소정도에

있어서는 lornoxicam이 우월한 성적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무릎 초음파검사 상에서 투약 후 관절

낭의 팽창정도와 삼출액 양의 감소정도는 두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투여된 acetaminophen의 용량

(1,950 mg)은 이전의 NSAIDs와 acetaminophen

을 비교한 조사에서 사용된 양(4,000 mg)보다

적은 용량을 사용하였음에도 초음파검사에서

NSAIDs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의 차이를 WOMAC 점수나 visual

analog pain scale처럼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무릎 초음파검

사와 같은 객관적인 정량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acetaminophen에 대한 NSAIDs

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22].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한

NSAIDs의 우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acetaminophen의 적은 부작용과 낮은 가격을

고려하여볼때골관절염치료에서의 acetaminophen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자의 연구에서는 대상환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투약기간도 초음파 소견의 차이를 보기

에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골관절

염에서의 통증의 원인으로서 이번에 조사한 관절

낭 팽창과 삼출액 양의 역할이 미미하고 다른 요

인이 더 주된 통증 발생 기전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추후 골관절염에서의 통증 기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조사와 장기적 추적 조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Changes of the knee ultrasonographic findings after treatment with lornoxicam or acetaminophen.
The  length of capsular distension  (A) and amount of  joint effusion  (B) were decreased at both
groups after 6 week-treatment. *: p<0.05 compared to baseline value; NS: non specific compared
lornoxicam group with acetaminoph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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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골관절염의 치료제로 NSAIDs와 acetaminophen

이 유사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

나, 최근들어 NSAIDs가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

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NSAIDs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보고들은 설문조사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인 임상적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것

이지만, 저자는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NSAID(lornoxicam)와 acetaminophen의 임

상적 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무릎 초음파를 투약

전후에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초음파적 검사상

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았다. 골관절염 환자의 치

료에 있어서 lornoxicam과 acetaminophen을

비교한 결과, 설문조사에 의한 임상적 효과에 있

어서는 lornoxicam이 우월하게 나타났으나, 두

약제간의 무릎 초음파검사 상의 호전 정도의 차이

는 없었다. 초음파검사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검

사를 통한 NSAIDs의 우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면 acetaminophen의 적은 부작용과 낮은 가격

을 고려하여 볼때, 골관절염 치료의 첫 번째 치료

제로서 acetaminophen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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